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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 후 동정맥루 문합이 좌심실 질량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메리놀병원 순환기내과학교실

Effects of Closure of the Arteriovenous Fistula on Left Ventricular
Mass and Function in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San Kim, MD, Jung Yun Moon, MD, Jung Eun Huh, MD, Jeoung Myung Ahn, MD,
Hyeon Gook Lee, MD, Kyoung Im Cho, MD and Tae Ik Kim, MD
Department of Cardiology, Maryknoll Medical Center, Busan, Korea

Background :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leading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kidney transplantion recipients.
Enhanced cardiac load by the persistence of functioning AVF in posttransplant period is associated with LV hypertrophy
and may adversely influence cardiac outcome.
Methods :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VF on LV mass and function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46 patients with
functioning AVF were randomly assigned to surgical closure of AVF (fistular closing group, FC, n=23) or maintenance
of fistula (fistular maintenance group, FM, n=23). Serum creatinine of all participants was stable(1.4±0.3). Mean age
was 46±11. Mean posttransplant month was 78±53 (12-161). Echocardiography and determination of N-terminal
pro-BNP, cTnT and CRP were done at 0, 1 and 6 months in group 1 (FC), and at 0 and 6 months in group 2 (FM).
Results : Baseline echocardiographic indices of systolic and diastolic LV function such as EF, E/A, E/E’and Tei index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In patients whose AVF was surgically closed, LV mass (247.7±76.8 to
235.2±66.5, p=0.015) and LV mass index (144.0±10.1 to 137.1±8.6, p=0.02) significantly reduced at one month
after closure, and no further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at 6 months. In two groups no significant change in LV
systolic and diastolic performance indices were observed. BNP, cTnT and CRP did not differ between groups in baseline
value and did not change after closure.
Conclusion : We conclude that the persistence of functioning AVF in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is associated
with LVH, and which can be reduced by closure of fistula. As LVH is one of major determinants of cardiovascular outcome
in transplant patients as well as in general population, it would be prudent to close the fistula in patients with stable
graft function.
KEY WORDS : Ateriovenous fistula·Left ventricular hypertrophy·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서 론

fistula)와 동정맥 혈관 이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
게 형성된 동정맥루를 가진 환자의 경우, 동맥의 압력에 의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요독증의 교정을 위해 신대체 요법을

비교적 탄력성이 적은 정맥 부분이 늘어나면서 만성적 혈류량

시행하게 되며, 2005년 국내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복막

증가 (chronic volume overload)가 일어나게 되며, 좌심실

투석 (18.1%)에 비해 혈액투석 (60.5%)이 월등히 많이 시행되

이 혈류량 증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좌심실 비대가 유발된

1)

고 있다. 이렇게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혈

다.2) 좌심실 비대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신장

관접근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주로 동정맥루 (arteriovenous

이식을 시행한 이후의 환자에서도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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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3-5)

압 약제의 변화는 없었다. 모든 환자에게 연구에 동의를 구한

동정맥루 이외에도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를 유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

발시키는 요인은 빈혈, 심박수 증가, 투석 등으로 인한 체액량
의 증가와 고혈압과 혈관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혈관 내 압력

방 법

의 증가 그리고 이러한 혈역학적인 요인 이외에 말기 신부전

2005년 5월경부터 FC군은 baseline (0), 1, 6개월째 심초

환자에서 잘 동반될 수 있는 당뇨, 갑상선기능항진증, 저알부

음파 검사와 N-terminal pro-BNP, CRP 및 Troponin-T

민혈증 등으로 보고되어 있다.2)6)

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측정하였고, FM은 baseline과 6개월

이러한 좌심실 비대를 동반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

째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심초음파 검사는 GE Vivid 7

을 시행하게 되면 빈혈, 체액량 증가, 요독증 등이 교정 되고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을 이용하여

알부민의 증가를 가져와 좌심실 비대를 어느 정도 호전시키게

좌측와위에서 경흉부 심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좌측 흉골연 단

7)8)

그러나 요독증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비가역적인 좌

축 단면도에서 M형 심초음파를 기록하여 이완기말 좌심실 내

심실 비대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앞에서 언급한 몇몇 위험

경 (LVIDd, left ventricular internal dimension-diastolic)

인자들 또한 좌심실 비대를 계속 진행시켜 결국 신장 이식 후

과 수축기말 좌심실 내경 (LVIDs, left ventricular internal

된다.

9-12)

현재 신장

dimension-systolic), 좌심방 내경, 이완기말 심실중격 (IVSd,

이식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신이식 후 좌심실 비대를 동반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과 좌심실 후벽의 두께

에도 좌심실 비대의 위험성은 계속 남게 된다.

한 심기능 저하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 유발 요인을 제거하려
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은 신이식 후 신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환자에서 더이상 필요가 없어진
동정맥루를 문합함으로써 좌심실 비대를 유의하게 호전 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10-1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규
모가 작고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저자는 신장 이식 후 동정맥루 문합
의 시행이 좌심실 질량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향적
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시행 받은 후 안정적인 신기능
을 유지해 온 (creatinine≤2.0 mg/dl) 환자들을 연구대상으

Table 1.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year)
Male sex (%)
PostKT months
HD duration (M)
Cause of ESRD
CGN
Hypertension
DM
Others
Undetermined
Body mass index (kg/m2)
Creatinine (mg/dl)
Hemoglobin (g/dl)
Heart rate (beats/min)

FC (n=23)
44±12
16 (69.6%)
62±53
26±31

FM (n=23)
47±12
16 (69.6%)
77±55
28±22

11
4
0
5
6
23±3
1.2±0.3
13.4±1.8
68±12

10
6
0
7
5
24±4
1.2±0.3
13.8±1.8
66±10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Data are mean±SD, KT: kidney transplantation, HD: hemodialysis,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CGN: chronic gromerular nephritis, NS:
nothing significant, FC: Fistular Closing group, FM: Fistular Maintenance
group

로 하였다. 46명의 기능성 동정맥루를 가진 신장이식 후의 환
자를 선택하여 임의로 23명씩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동정
맥루 문합을 시행하고 (Fistular Closing group, FC group,
n=23), 나머지 한 군은 시행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Fistular
Maintenance group, FM group, n=23) 3년 내에 심근 경색
이나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판막 이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신장이식에 의한 좌심
실 비대의 완화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신장 이식 후 5

200

150

P=0.003
P=0.014
0
1
6

100

50

년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알부민혈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이 좌심실 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
들이 없는 환자를 선택하였다. 특히 혈압의 경우도 신장이식
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로서 수축기혈압이 140 mmHg 이하
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를 선택하였으며, 연구 기간 동안 고혈

0
FC

FM

Fig. 1. Measurement and comparison of left ventricular mass index (LVMI)
of all group (FC: Fistular Closing group, FM: Fistular Mainten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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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혈류속도 A파 (A velocity)

Table 2. Results of echocardiography and blood test (FC group)

를 측정하였고, E/A비를 산출하

FC
LVMI (g/m2)
EF (%)
LVIDd (mm)
LVIDs (mm)
LVPWd (mm)
LVPWs (mm)
IVSs (mm)
IVSd (mm)
E/E’
E/A ratio
IVRT (ms)
Tei index
NT-proBNP

0
137 ±33
67.8 ± 3
53.1 ± 7
32.3 ± 3
11.5 ± 1
16.5 ± 2
14.9 ± 2
11.4 ± 1
13.4 ± 6
1.1 ± 0.4
102 ±12
0.43± 0.1
118 ±94

1Mo
130 ±32
67.9 ± 3
52.2 ± 6
31.6 ± 3
11.3 ± 1
16.2 ± 1
15.0 ± 2
11.3 ± 1
12.3 ± 4
1.0 ± 0.4
101 ±10
0.41± 0.1
97 ±86

6Mo
128 ± 33
67.8 ± 3
51.5 ± 7
31.2 ± 4
11.4 ± 1
16.1 ± 2
15.0 ± 2
11.4 ± 1
12.3 ± 3
1.0 ± 0.3
99 ± 10
0.40± 0.1
166 ±211

p
0.003*
0.117
0.102
0.055
0.331
0.082
0.636
0.408
0.327
0.117
0.724
0.286
0.491

였다. 심첨 5방도 (apical five
chamber view)를 이용하여 좌
심실 등용적 이완기 시간 (IVRT,
isovolumic relaxation time)
등을 측정하였다. 심첨 4방도에
서 조직 도플러 영상을 이용하
여 sample volume 2-3 mm를
승모판막 내륜 (septal mitral
annulus)과 외륜 (lateral mitral
annulus)의 심근에 각각 위치
시킨 후 초당 100 mm의 속도로

Data are mean ± SD, *: p<0.05,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 EF: ejection fraction, LVIDs & d: left
ventricular internal dimension-systolic & diastolic, LVPWs & d: left ventricular wall thickness at end systolic
& diastolic IVSs & d: end-systolic & end-diastolic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E: peak early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E’
: peak early diastolic mitral annulus velocity, A: late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IVRT: isovolumic relaxation time FC: fistular closing group, FM: fistular maintenance group

Table 3. Results of echocardiography and blood test (FM group)

FM
0
LVMI (g/m2) 130 ± 16
EF (%)
68.2 ± 2
LVIDd (mm)
50.5 ± 3
LVIDs (mm)
30.4 ± 2
LVPWd (mm) 11.0 ± 1
IVSs (mm)
15.3 ± 2
IVSd (mm)
11.5 ± 1
LVPWs (mm)
15.7 ± 1
E/E’
11.4 ± 2
E/A ratio
0.9 ± 0.3
IVRT (ms)
99 ± 10
Tei index
0.36± 0.1
NT-proBNP
193 ±317

6Mo
135 ± 34
67.5 ± 2
50.3 ± 5
30.5 ± 2
10.9 ± 1
15.0 ± 1
11.5 ± 1
15.6 ± 1
10.9 ± 2
0.9 ± 0.2
99 ± 9
0.39± 0.1
233 ±359

p
0.404
0.062
0.074
0.375
0.167
0.869
0.384
0.341
0.154
0.492
0.673
0.206
0.348

Data are mean ± SD,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 EF: ejection
fraction, LVIDs & d: left ventricular internal dimension-systolic &
diastolic, LVPWs & d: left ventricular wall thickness at end systolic &
diastolic IVSs & d: end-systolic & end-diastolic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E: peak early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E’
: peak early
diastolic mitral annulus velocity, A: late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IVRT: isovolumic relaxation time, FC: Fistular Closing group, FM:
Fistular Maintenance group

기록하였으며, 측정한 값을 취
하였다. 승모판륜 운동속도 파
형에서 초기 이완기 승모판륜의
최고속도 (E’
)를 측정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E/E’
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등용적 수축기 시간
(ICT, isovolumic contraction time)과 수축시간 (ET, ejection
time), 등용적 이완기 시간 (IVRT)를 이용하여 Myocardial
performance index (tei index) [tei index = (ICT + IVRT)
/ ET = (a-b) / b]를 측정하였다.14)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standard statistical softvare) 12.0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
로 표시하였고 각 측정값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FC군 즉,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한 군에서, LVMI가 문합술

(PWTd, posterior wall thickness)를 측정하였고, 이 값들

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양상을 보

과 Pen covention 공식13) 즉, left ventricular mass (LVM,

였다. 문합술 시행 후 6개월에 측정한 LVMI는 유의한 감소를

3

3

gm) = 1.04×[(LVIDd + IVSd + PWTd) -(LVIDd) ]-13.6

보였으며, 특히 초기 1개월에 감소가 두드러졌다. (시행 전

(gm)를 이용하여 좌심실 질량 (LVM)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137±33, 1개월 130±32, 6개월 128±33) (Fig. 1).

체표면적으로 나누어 좌심실 질량지수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를 산출하였다. 심첨 4방도 (apical four chamber

EF, E/E’ratio, E/A ratio, IVRT (ms), tei index, Nt proBNP, cTnT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view)에서 doppler 영상을 이용하여 승모판 유입 혈류와 초음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하지 않은 FM군 (LVMI: 0개월 130±

파 진행 방향이 일치하도록 탐촉자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초

16, 6개월 135±35, p=0.404)에서는 LVMI의 유의한 차이를

기 이완기 최고속도 E파 (E velocity)와 후기 심방 이완기 최

보이지 않았다. 또한, EF, E/E’ratio, E/A ratio, IVRT, 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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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Nt pro-BNP, cTnT 등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의 geometry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다 (Table 3).

의 concentric한 geometry의 변화가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
서 심혈관계 유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21) 그리고

고 찰

동정맥루 형성으로 야기 되는 좌심실 비대는 주로 eccentric
한 비대라는 보고들도 있으며,3)22) 비록 제한점을 많이 가지는

Unger 등은 동정맥루 문합 이후 의미 있는 좌심실 비대의

연구이지만, Unger 등은 신이식후 동정맥루 문합에 의한 좌

호전이 대부분 초기 몇 주 내에 일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

심실의 geometry 변화는 주로 eccentric한 부분이었다는 연

11)12)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동정맥루 문합을

구를 발표하였다.12) 이러한 연구들은 좌심실 비대의 호전을 측

시행한 군 (FC group)에서 술 후 1개월째 경흉심초음파와 혈

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흉초음파상의 지표는 동정

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합 후 초기에 더 의미 있는 LVMI

맥루의 문합에 의해 좌심실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점은 증명할

의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사망률

수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좌심실의 크기 감소가 심혈

의 독립적 예측인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어 왔으며,

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다.

3)

2005년 Shlipak 등은 대량의 후향적 연구를 통해 좌심실 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신이식후 동정맥루 문합의 임상

대도 고혈압 등 다른 인자와 마찬가지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

적 역할을 정확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대규모의 전향적

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자라고 주장하였고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cGregor4) 등과 Rigatto5) 등 역시 신장 이식 후에도 좌심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신이식후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

비대는 여전히 심질환 악화와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

받은 환자군에서 LVMI가 감소한다는 점을 관찰함으로써 좌

로 남아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

심실 비대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존재는

본 연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연구들만으로 신이식후 기능성

혈류량 증가를 유발하여 좌심실 비대를 일으키는 것으로 일반

동정맥루를 가진 환자에서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해야 한다고

2)

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신장 이식 후 동정맥루가 좌심

주장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동정맥루 문합이 좌심

실 비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몇몇 보고가10-12) 발표되기

실 비대의 호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전 까지는 신이식 후 좌심실 비대와 관련된 동정맥루의 역할

이식신의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에

에 대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대조

의한 증상이 있다면 동정맥루 문합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군과 비교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국 신이식후 동정맥루 문

좌심실 비대에 관한 연구는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활발하게

합의 시행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그리고 오랜 기간 전향적 연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의

구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임상 연

초기에 나타나는 비이상적 압력 증가에 대해서 심장이 적응하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서 나타나는 필요한 과정으로서, 다른 임상적인 질환, 즉 울

요 약

혈성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과 실신 등을 일으키는 전
15)

구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

16)

또한 Framingham study

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좌심실 비대 자체가 다른 심혈관계 질

배경 및 목적

환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뒷

신이식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는 사망률을 예측하는 독립적

받침하는 여러 보고에서 혈압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좌심

인 위험 인자이며, 혈액 투석을 위해 동정맥루를 형성한 경우

실 비대를 완화 시킬 수 있었고, 이것이 고혈압 환자에서 심혈

좌심실 비대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신이식 환자에서 동

관계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

정맥루를 문합하는 것이 좌심실의 질량 및 기능에 미치는 영

17)18)

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 있다.

경흉초음파는 좌심실 비대를 진단하는데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으며,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연구에서
19)20)

방 법

본 연구도 이러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46명

점에 근거하여 경흉초음파를 좌심실 크기의 측정 방법으로 이

의 기능성 동정맥루를 가진 신장이식 후의 환자를 23명씩 두

용하였다. 그러나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의 관계를 연구한 다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하고 (FC group,

른 연구들과 달리 2004년 Maria 등은 LVMI가 아닌 좌심실

n=23), 나머지 한 군은 시행하지 않았다 (FM group, n=23).

좌심실 비대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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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군에서 0, 1, 6개월 간격으로 경흉심초음파와 혈액검사
를 시행하였다.

결 과
동정맥루 문합을 시행한 군에서, LVMI가 문합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문합
시행 후 1개월째가 그 이후 (6개월) 보다 LVMI의 유의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시행 전 137±33, 1개월 130±32, 6개월 128±
33, 시행 전과 1개월의 p=0.014, 시행 전과 6개월의 p=0.003,
1개월와 6개월의 p=0.185).

결 론
신장이식 후에도 동정맥루는 좌심실 비대를 유발 시킬 수 있
으며, 동정맥루 문합은 좌심실 비대를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
므로 신이식후 이식신 기능이 잘 유지되는 환자의 경우는 좌심
실 비대의 호전을 위해 동정맥루 문합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동정맥루·좌심실비대·신장이식.
References

1. Jin DC, Yun SL, Kim NH.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Korea -Insan
Memorial Dialysis registry 2004 Korean J Nephrology 2005;24:S367-95.
2. Meeus F, Kourisky O, Guerin AP, Gaudry C, Marchais SJ, London
GM. Pathophysiology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hemodialysis patients.
Kidney Int 2000;58(suppl 76):S140-7.
3. Shlipak MG, Fried LF, Cushman M, Manolio TA, Peterson D, StehmanBreen C, Blever A, Newman A, Siscovick D, Psatv B. Cardiovascular
mortality risk in chronic kidney disease: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novel risk factors. JAMA 2005;293:1737-45.
4. Mcgregor E, Jardine AG, Murray LS, Dargie HJ, Rodger RSC, Junor
BJR, Mcmillan MA, Briggs JD. Pre-operative echocardiographic
abnormalities and adverse outcome gollowing renal transplantation.
Nephrol Dial Transplant 1998;13:1499-505.
5. Rigatto C, Foley R, Jeffery J, Negrijin C, Tribula C, Parfrey P.
Electrocardiographic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prognostic value and impact of blood pressure and anemia. J
Am Soc Nephrol 2003;14:462-8.
6. Foley RN, Parfey PS, Harnett JD, Kent GM, Murray DC, Barre PE.

12

The impact of anemia on cardiomyophathy, morbidity, and mortality in
end stage renal disease. Am J Kidney Dis 1996;28:53.
7. Parfrey PS, Harnett JD, Foley RN, Kent GM, Murray DC, Barre PE,
Guttmann RD. Impact of renal transplantation on uremic cardiomyopathy.
Transplantation 1995;60:908-14.
8. Lee HJ, Lee SY, Lee CB, Park KW, Choi YA, Shin GJ, Cho HK, Park
SH. Effects of Renal Transplantation on Echocardiographic Changes Ejection Fraction and Left Ventricular Mass Index. J Kor Soc Echocardiogr
2000;8:31-5.
9. Frank H, Schmider RE, Vogt-Ladner G, Schobel HP, Neumayer HH.
Determinants of left ventricular structure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Transplant Proc 2000;32:2801-6.
10. van Duijnhoven ECM, Cheriex ECM, Tordoir JHM, Kooman JP,
van Hooff JP. Effect of closure of arteriovenous fistula on left ventricular
dimensions in renal transplant patients. Nephrol. Dial Transplant 2001;
16:368-72.
11. Unger P, Wissing KM, de Pauw L, Neubauer J, van de Borne P. Reduction
of left ventricular diameter and mass after surgical arteriovenous fistula
closure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ation 2002;74:73-9.
12. Unger P, Velz-Roa S, Wissing KM, Hong AD, van de Borne P. Regression
of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fter arteriovenous fistula closure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a long-term follow-up. Am J Transpl 2004;4:2038-44.
13. Devereux RB, Reichek N. Echocardiographic determination of left
ventricular mass in man. Anatomic validation of the method. Circulation
1977; 55:613-18.
14. Kim WH. Tei index and it’
s clinical application for assessing combined systolic
and diastolic ventricular function. J Kor Soc Echocardiogr 1999; 7:126-30
15. Agabiti Rosei E, Muiesan ML. Hypertensive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Pathophysiological and Clinical Issues. Blood Pressure 2001;10:1-11.
16. Levy D, Salomon M, D’
Agostino R, Belanger A, Kannel WB. Prognostic
implications of baseline electrocardiographic features and their serial changes
in subjects wit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Circulation 1994;90:1786-93.
17. Muiesan ML, Salvetti M, Rizzoni D, Castellano M, Donato F, Agabiti
Rosei E. Association of change in left ventricular mass with prognosis during
long-term antihypertensive treatment. J Hypertens. 1995;13:1091-7.
18. Verdecchia P, Angeli F, Borgini I, Gattobigio R, de Simone G, Devereux
RB, Porcellati C. Changes in cardiovascular risk by reduction of left
ventricular mass in hypertension. Am J Hyertens. 2003;16:895-9.
19. Guidelines Committee 2003 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nent of
arterial hypertension. J Hypertens. 2003;21:1011-53.
20. Kim YJ. Role of echocardiography in hypertensive patients J Kor Soc
Echocardiogr 2005;13:93-9
21. Maria Lorenza Muiesan; Massimo Salvetti; Cristina Monteduro; Bianca
Bonzi; Anna Paini; Sara Viola; Paolo Poisa; Damiano Rizzoni; Maurizio
Castellano; Enrico Agabiti-Rosei. Left ventricular concentric geometry
during treatment adversely affects cardiovascular prognosis in hypertensive
patients. Hypertension 2004;43:731-8.
22. Alpert MA. Cardiac performance and morphology in end-stage renal disease.
Am J Med Sci 2003;325:168-78.

